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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사전등록 방법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5월 24일(금)

등록방법 : http://ls-comm.co.kr/register.php로
              접속하시어 등록하여 주십시오.

■Session 5는 인터액티브 코스이므로 선착순 20명을

   제한하여 신청 받습니다.

코스 신청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운영사무국 이메일

(ls@ls-comm.co.kr)로 성함, 소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더케이(The-K) 호텔 서울 에비뉴별관 2층 금강홀

대중교통이용안내 

● 버스
일반 간선 버스(파랑) : 405, 421, 140, 470, 441

3호선 양재역 10번 출구 버스 승차 후 AT센터 양재꽃시장 정류장에 하차(도보10분)

●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5번출구(도보5분)

3호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셔틀버스 이용

● 공항버스
6009번 리무진 버스 이용 인천공항 1층 4B, 11A 정류장 승차, 양재역 하차

공항방향 : 04:05~21:00 / 호텔방향 : 05:20~23:05

호텔 호텔
양재역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평일은 운행하지 않으나 예식 및 대형 행사가 있을 시 
양재역 노선 시간에 맞춰 양재시민의숲역도 운행합니다. 

(양재시민의숲역 운행 시 : 5번 출구 건너편 공영주차장 셔틀 버스 이용)

운행시간

셔틀버스 이용안내

 시간 호텔 (양재역방면) 양재역 (호텔방면)

 06:00 10분, 30분, 50분 20분, 40분

 07:00 ~ 08:00 10분, 30분, 50분 00분, 20분, 40분

 09:00 10분, 40분 00분, 20분, 50분

 10:00 ~ 22:00 10분, 40분 20분, 50분

3호선 양재역 이용시  9번 출구 ->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셔틀버스 이용

                           11번 출구 -> 서초8번 마을버스 이용 시

등록비 

등록구분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전문의-개원의

전문의-봉직의

일반의

전공의

약사

기타

30,000원 50,000원

10,000원 30,000원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03-441694

예금주: 국제심혈관약물치료학회 한국지회 
※ 등록비 계좌이체 시, 입급자명과 등록자 성함을 동일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Session 5는 대한병원약사회와 같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 목적 및 대상: 개원의, 임상강사, 전공의 등

                     부정맥을 전공하지 않는 의사, 약사

2. 상세한 진행 방법: 항부정맥제 사용에 관한 3가지 증례에 대한                       

                           토론을 부정맥 전공자가 진행함

3. 이 session으로 참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 항부정맥제는 위중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용은 일반적인 textbook 이나 guideline 에 나와있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임.

    : 소규모 그룹 토론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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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국제심혈관약물치료학회 한국지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는 

다양한 최신지견을 소개하는 학술세션을 구성하여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합동세션으로서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관상동맥질환에서 

약물치료의 극대화와 약물효과 평가방법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구성하였으며,  그리고 대한병원약사회와는 

심혈관약물중 많은 분들이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워하는 

항부정맥제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대화형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규 세션에서는 항부정맥제의 최신지견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진단법, 지질 저하작용의  신약소개, 

심혈관약물의 안전성과 100여년이상 가치를 존중받던 약제 

재평가와 새롭게 의료일선에서 각광을 받는 약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을 본 춘계학술대회에 초청하오니 다양하고 참신한 

내용의 학술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드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심혈관약물치료학회 한국지회 회장 

백 상 홍 드림

08:30-08:55 등록

08:55-09:00 Opening Remark 백상홍 회장

09:00-10:30 Session 1. Maximizing drug effect in coronary artery disease  
– Joint Symposium with Korean Society of Interventional Cardiology 이철환 울산의대 심장내과 안영근 전남의대 순환기내과

09:00-09:20 The role of PCSK9 inhibitors in coronary artery disease 홍순준 고려의대 순환기내과

09:20-09:40 Novel antiplatelet therapies for atherothrombotic diseases 배장환 충북의대 심장내과

09:40-10:00 How to maximize the effect of antianginal medication? 원호연 중앙의대 순환기내과

10:00-10:20 Use of imaging devices in evaluating drug effects in coronary artery disease 홍영준 전남의대 순환기내과

10:20-10:30 Panel discussion (10분) 김경진 이화의대 순환기내과 이종영 성균관의대 순환기내과 이봉기 강원의대 심장내과 이상록 전북의대 심장내과

10:30-10:50 Coffee break
10:50-12:20 Session 2. Up-to-date of arrhythmia management 김재중 울산의대 심장내과 온영근 성균관의대 순환기내과 

10:50-11:10 남기병 울산의대 심장내과

11:10-11:30 김성환 가톨릭의대 순환기내과

11:30-11:50 Detection of arrhythmia using mobile device 오일영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11:50-12:10 Management of arrhythmia-associated heart failure 윤종찬 한림의대 순환기내과

12:10-12:20 Panel discussion (10분) 김응주 고려의대 순환기내과 구자성 가톨릭의대 신경과 김성해 건국의대 심장내과 엄재선 연세의대 심장내과 

12:20-12:25 General Assembly
12:25-12:40 Special Lecture 정해억 가톨릭의대 순환기내과

Unpacking New Drug Story: lipid lowering drugs 김상현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12:40-13:20 Lunch
13:20-14:50 Session 3. Reappraisal of cardiovascular medication 김동운 충북의대 심장내과 최동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13:20-13:40 Say Good-Bye to aspirin in primary prevention 성지동 성균관의대 순환기내과 

13:40-14:00 Facts or fallacy: Carcinogenic effect of thiazide antihypertensives 성기철 성균관의대 순환기내과

14:00-14:20 Facts or fallacy: Carcinogenic effect of ARB antihypertensives 박성하 연세의대 심장내과 

14:20-14:40 DPP4 inhibitors and heart failure 이주희 충북의대 심장내과

14:40-14:50 Panel discussion (10분) 신준한 아주의대 순환기내과 이희선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고승현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김대중 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

14:50-15:10 Coffee break
15:10-16:40 Session 4 (Room A: Simultaneous Session). Emerging therapy in cardiovascular disease 

유승기 을지의대 순환기내과 김용진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15:10-15:20 Ezetimibe vs. PCSK9 monoclonal antibody as add-on therapy for secondary prevention 이상학 연세의대 심장내과 

15:20-15:40 손정우 연세원주의대 심장내과

15:40-16:00 New generation mineralocorticoid receptor antagonists 이해영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16:00-16:20 박진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16:20-16:40 Panel discussion (20분) 송종민 울산의대 심장내과 김학령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김미정 가톨릭의대 순환기내과 안서희 울산의대 심장내과

15:10-16:00 Session 5 (Room B: Simultaneous Session). Interactive Educational Session for Antiarrhythmic Agents
김성환 가톨릭의대 순환기내과 김희선 중앙대학교병원 약제부  

※ Session 5는 인터액티브 코스이므로 선착순 20명으로 신청을 제한 합니다.

15:10-15:25 Rhythm control of Atrial Fibrillation 김성환 가톨릭의대 순환기내과

15:25-15:40 Drug Interaction of NOAC and Pharmacology of Antiarrhythmic Drug 이지영 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  

15:40-16:00 Interactive Table Discussion  Facilitators 김성환 가톨릭의대 순환기내과 조민수 울산의대 심장내과

16:00

2019 . 6. 1(토) 오전 9시 더케이(The-K) 호텔 서울 에비뉴별관 2층 금강홀


